
189

폐질환에 있어 세포검사와 조직검사의 진단 일치율  

정확도에 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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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Accordance Rate and Accuracy Between Cytological and 
Histological Test in Lung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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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atholog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uri 471-710, Korea1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s, College of Health Sciences, Eulji University, Sungnam 461-713, Korea2

Lung cancer is a type of cancer with high mortality; its 5-year survival rate is at a low 14%. Related 
cytological tests include sputum, bronchial brushing, bronchial washing  and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test etc. From the test specimens in which sputum, bronchial brushing, bronchial washing, and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were performed,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between cytology test and 
histology test. In the sputum test, sensitivity was 27.71% and specificity was 98.02%, and the bronchial 
brushing test showed sensitivity of 93.33% and a specificity of 91.3%. The bronchial washing test was a 
sensitivity of 53.7% and its specificity was 98.9%, and the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test show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88.46% and 72.97%, respectively. In the specimens diagnosed as normal at 
the sputum test, malignant diagnosis was found in 21 specimens of bronchial brushing, 30 cases of bronchial 
washings and 37 case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specimens. In the specimens diagnosed as normal 
at the bronchial washing test, malignant diagnosis was found in 5 specimens of sputum, 7 specimens of 
bronchial brushin and 1 cases of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ne specimens found to be normal in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turned out to maligant in sputum te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in 
diagnosis lung cancer, a test method of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should be pursued. However,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malignancy of the illness, diagnosis may not be obtained in some cases.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cytological tests performed for lung cancer testing such as sputum, bronchial 
brushing, bronchial washing, and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should be carried out in a mutually 
complementar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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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um BB BW FNAC Total
No. of specimens 472 81 174 90 817

No. of patients 186 66 137 68 457
Average times 2.54 1.23 1.27 1.32 1.79

Abbreviation : BB, bronchial brushing; BW, bronchial washing; FNAC,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Table 1. The number of specimens and patients used in cytologic examination, and  the average times of examination  

발생률이 위암 19.9%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11.8%의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암 관

련 사망률을 가지는 암종으로 5년 생존율은 남자는 

12.4%, 여자는 17.4%로 매우 낮은 상태로 보고되었다. 폐

암에 대한 새로운 진단 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환자들이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폐

암의 5년 생존율은 14%에 머물고 있다(Patz 등, 2000). 폐

의 세포학적 검사로는 객담검사, 기관지 솔질검사, 기관

지 세척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법이 있다. 이 검사들은 폐

암을 진단하고 병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진

단 방법이다. 세포검사를 통한 폐암의 진단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이라는 보고(김, 2008)와 세포검사 

중 객담세포검사는 폐암 조기검진사업에 있어 가장 비침

습적인 방법이라는 보고(조 등, 2004) 등이 있어 세포학

적 진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양대학교 구리

병원 병리과에서 실시한 객담검사, 기관지 솔질검사, 기

관지세척검사, 세침흡인 검사를 시행한 증례 중 조직검사

를 실시하여 진단을 확인한 증례들에서 세포검사와 조직

검사 간에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분석하여 폐암의 조

기 진단에 세포검사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재료  방 법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

원 병리과에 의뢰된 객담, 기관지 솔질, 기관지 세척액 및 

세침흡인 검사를 시행한 후 조직검사가 이루어진 총 817

건의 검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객담검사는 

186명의 환자에서 얻은 472 검체로 환자 당 평균 2.5회을 

실시하였고, 기관지 솔질검사는 66명의 환자에서 81 검체

를 얻어 평균 1.2회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지 세척검사는 

137명의 환자에서 174 검체를 얻어 환자 당 평균 1.2회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침흡인 검사는  68명의 환자에서 

90개의 검체를 얻어 환자 당 평균 1.3회을 실시하였다

(Table 1).

세포학적 진단명은 악성(malignancy), 악성의심(sugge-

stive), 비정형(atypical), 정상(benign), 불충분(unsatisfa-

ctory)으로 구분하였고, 조직검사는 악성(malignancy), 비

정형(atypical), 염증(inflammation), 음성(non made)으로 

구분하여 세포검사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를 비교분석하

였다. 추가로 세포학적 검사가 악성인 경우에 세포샘플에 

따른 조직학적 진단의 일치여부와 세포학적 검사가 정상

인 경우에 세포샘플에 따른 조직학적 진단의 일치여부를 

SPSS Windows 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p value는 0.05 미만인 경우 통

계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III. 결  과

1. 객담검체에 한 세포학  검사와 조직학  검사 

결과 비교 분석 

객담검체수는 총 472건이며, 환자 수는 186명으로 평

균 2.5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객담의 세포학적 진단이 악

성으로 진단된 51예 중 조직학적 진단도 악성으로 진단

된 경우는 46예로 양성 예측률은 90.2%를 나타냈고, 세

포학적 진단이 정상으로 진단된 370예 중 조직학적 진단

이 악성으로 진단된 예는 120예로 민감도는 27.7%를 나

타냈다. 그리고 세포학적 진단이 정상인 370예 중 조직학

적 진단이 염증 및 음성으로 진단된 예는 247예로 음성 

예측률은 66.7%를 나타냈고, 세포학적 진단은 악성으로 

진단되고 조직학적 진단은 염증이나 음성으로 진단된 예

가 5예로 특이도는 98%를 나타냈다. 또한 세포학적 진단



Korean J. Clin. Lab. Sci. 41(4):189-195, 2009

191

No. of 
sputum

diagnosis 

No. of  final histologic diagnosis

Malignancy
Atypical INF Non made Total

ADC AMA CA NSC SAC SCC SMC

Malignancy 15 1 5 19 6 5 51

Suggestive 6 4 1 11

Atypical 3 1 2 3 1 2 2 13

Benign 44 1 1 1 41 32 3 147 100 370

Unsatisfactory 7 1 1 3 6 1 6 2 27

Total 75 3 2 7 2 70 45 5 160 104 472

Abbreviation : ADC, adenocarcinoma; AMA, adenocarcinoma metastatic; CA, carcinoma; INF, inflammation; NSC, non small cell 
carcinoma; SAC, sarcomatoid 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SMC, small cell carcinoma

Table 2. Diagnostic correlation between sputum cytological diagnosis and histologic diagnosis in total cases

No. of B.B
Diagnosis 

No. of Final histologic diagnosis (n=81)

Malignancy
INF Non made Total

ADC SCC SMC

Malignancy 7 12 9 2 2 32

Suggestive 0

Atypical 3 3

Benign 2 31 11 44

Unsatisfactory 1 1 2

Total 7 18 9 34 13 81

Abbreviation : ADC, adenocarcinoma; INF, inflammation; SCC, squamous cell carcinoma; SMC, small cell carcinoma  

Table 3. Correlation between bronchial brushing cytological diagnosis and histologic diagnosis  in total cases

과 조직학적 진단과의 정확도는 70.1%였다(Table 2)(Table 

6).

2. 기 지 솔질 검체에 한 세포학  검사와 조직학

 검사 결과 비교 분석 

기관지 솔질 검체 수는 총 81건이며, 환자 수는 66명으

로 평균 1.2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지 솔질 검체의 세

포학적 진단이 악성으로 나온 32예에서 조직학적 진단도 

악성인 예는 28예로 양성 예측률은 87.5%를 나타고, 세

포학적 진단이 음성이며 조직학적 진단이 양성인 경우는 

2예로 민감도는 93.3%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포학적 

진단이 정상인 경우는 44예 중 조직학적 진단이 염증 및 

음성인 예는 42예로 음성 예측률은 95.4%를 나타냈고,. 

세포학적 진단이 악성인데 조직학적 진단이 염증 및 음

성인 경우는 4예로 특이도는 91.3%를 나타냈다. 또한 세

포학적 진단과 조직학적 진단에 대한 정확도는 92.1%를 

나타내었다(Table 3)(Table 6).  

3. 기 지 세척 검체에 한 세포학  검사와 조직학

 검사 결과 비교 분석

기관지 세척 검체 수는 총 74건이며, 환자는 137명으로 

평균 1.2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지 세척 검체의 세포

학적 진단이 악성으로 나온 예는 30예이고 그중 조직학

적 진단도 악성인 경우는 29예로 양성 예측률은 96.6%를 

나타내었고, 세포학적 진단이 정상이며 조직학적 진단이 

악성인 예는 25예로 민감도는 53.7%를 나타냈고, 세포학

적 진단이 정상으로 나온 예는 123예이고 조직학적 진단

도 염증 및 음성으로 나온 예는 98예로 음성 예측률은 

79.6%를 나타냈었다. 그리고 세포학적 진단이 악성으로 

나오고 조직학적 진단이 염증 및 음성으로 나온 예는 1예

로 특이도는 98.9%를 나타내었고,  세포학적 진단과 조직

학적 진단에 대한 정확도는 82.9%로 나타났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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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B. W
diagnosis 

No. of  final histologic diagnosis
Malignancy

Atypical INF Non made Total
ADC BAC HCC NSC SCC SMC

Malignancy 8 13 8 1 30
Suggestive 2 2 1 1 6
Atypical 3 3 3 1 3 13
Benign 1 2 2 1 11 8 69 29 123

Unsatisfactory 2 2
Total 14 2 2 1 31 19 1 72 32 174

Abbreviation : ADC, adenocarcinoma; BAC, bronchiolo alveolar carcinoma; HCC, hepatocellular carcinoma; INF, inflammation; 
NSC, non small cell 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SMC, small cell carcinoma

Table 4. Diagnostic correlation between bronchial washing cytological diagnosis and histologic diagnosis in total cases

No. of FNAC 

diagnosis 

No. of  final histologic diagnosis
Malignancy

ATY INF Non Total
ADC AMA BAC CA CCC LCC NSC PCC SAC SCC SMC

Malignancy 9 1 1 1 1 1 2 1 5 1 1 1 9 34
Suggestive 2 2
Atypical 1 1 4 6
Benign 2 1 13 14 30

Unsatisfactory 1 2 1 3 11 18
Total 13 1 2 1 1 1 2 2 1 5 2 3 18 38 90

Abbreviation : ADC, adenocarcinoma; AMA, adenocarcinoma metastatic; ATY, atypical cell; BAC, bronchiolo alveolar carcinoma; CA, 

carcinoma; CCC, clear cell carcinoma; INF, inflammation; LCC, large cell carcinoma; NSC, non small cell carcinoma; Non, non made; PCC, 

pleomorphic carcinoma; SAC, sarcomatoid carcinoma; SCC, squamous cell carcinoma; SMC, small cell carcinoma  

Table 5. Diagnostic correlation between fine needle aspiraton cytological diagnosis and  histologic diagnosis in total cases

4)(Table 6). 

4. 세침흡인세포 검체에 한 세포학  검사와 조직

학  검사 결과 비교 분석

세침흡인세포 검체 수는 총 90건이며, 환자 수는 68명

으로 평균 1.3회 검사를 실시하였다. 세포학적 진단이 악

성으로 나온 예는 34예이며 그중 조직학적 진단도 악성

인 예는 23예로 양성 예측률은 67.6%를 나타냈으며, 세

포학적 진단이 정상으로 나왔으나 조직학적 진단이 악성

으로 나온 예는 3예로 민감도는 88.4%를 나타냈다. 세포

학적 진단이 정상으로 나온 예는 30예이고 조직학적 진

단도 염증 및 음성으로 나온 예는 27예로 음성 예측률은 

90%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포학적 진단이 악성으로 나

오고 조직학적 진단이 염증 및 음성으로 나온 예는 10예

로 특이도는 72.9%를 나타냈고, 세포학적 진단과 조직학

적 진단사이에 정확도는 79.3%를 나타내었다(Table 

5)(Table 6). 

5. 세포샘 에 따른 세포학  진단과 조직학  진단

의 통계학  분석

세포학적 진단이 악성(malignancy)인 경우에 세포샘플

에 따른 조직학적 진단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세포샘플

인 객담, 기관지 세척, 기관지 솔질, 세침흡인 세포에 따

라 조직학적 진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

담, 기관지 세척, 기관지 솔질에서는 세포학적 진단이 악

성일때 조직학적 진단도 악성인 경우가 90.2%, 96.7%, 

87.5%을 보인 반면 세침흡인검사법은 67.6%을 보여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세포학적 진단이 

정상(benign)인 경우에 세포샘플에 따른 조직학적 진단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세포샘플에 따라 조직학적 진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기관지솔질, 세

침흡인 세포법은 조직학적 진단이 정상인 경우가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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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logy samples 
Cytological 
diagnosis

Histological diagnosis
No of

Total (%)
No of malignancy 

(%)
No of atypical (%) No of Inf&Non (%)

Sputum
Malignancy 046(90.2) 00(00) 005(09.8) 051(100)

Benign 120(32.4) 03(0.8) 247(66.8) 370(100)

BronchialWas
hing

Malignancy 029(96.7) 0(00) 001(03.3) 030(100)
Benign 025(20.3) 0(00) 098(79.7) 123(100)

BronchialBrus
hing

Malignancy 028(87.5) 0(00) 004(12.4) 032(100)
Benign 002(04.5) 0(00) 042(95.5) 044(100)

FNAC
Malignancy 023(67.6) 01(2.9) 010(29.4) 034(100)

Benign 003(10.0) 00(00) 027(90.0) 030(100)

P
Malignancy 0.026*

Benign <0.001*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p<0.05)
Inf&Non : Inflammation & Non made

Table 7. Correlation between histological diagnosis and cytological diagnosis according to cytology samples

Sputum (%) BB (%) BW (%) FNAC (%) 

Sensitivity 27.71 93.33 53.70 88.46

Specificity 98.02 91.30 98.99 72.97

Accuracy 70.10 92.11 83.00 79.37

PPV 90.20 87.50 96.67 67.60

NPV 66.76 95.45 79.68 90.00

Abbreviation : BB, bronchial brushing; BW, bronchial washing; FNAC,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PPV, positive predictive 
value;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Table 6. Comparative rate between sputum, bronchial brushing, bronchial washing and  FNAC diagnosis and final histologic diagnosis 

90%을 보인 반면에 객담과 기관지 세척법은 각각 66.8%, 

79.7%을 보여 조직학적 진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통계학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Table 7). 

IV. 고  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외

에 세포학적 검사가 요구되며(Kvale, 1989), 세포학적 검

사에는 객담검사, 세침흡인 생검, 기관지 세척액 및 기관

지 솔질 검사가 있다. 객담검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특별한 기구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위음성 및 위양성 진단이어서 이로 인해 불필

요한 수술이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등, 2004). 세침흡인 검사는 비교적 용이하고 정확한 

검사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폐 변연부는 세침흡인 검사

가 좋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Struve-Christensen 등, 

1974). 기관지 세척액 검사는 세포 밀도가 낮고 객담검사

보다 조직형의 일치도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으

나(김 등, 2001), 기관지 경으로 볼 수 없는 부위까지 세

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등(2004)은 객담검사에서 세포진단의 민감도와 특

이도가 각각 83%, 82%임을 밝혔고, 객담검사는 소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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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의 진단에 가장 민감도가 높고 편평세포암종을 진단

하는 데 있어 특이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선암종(adenocarcinoma)의 경우 비교적 세포들이 

단단히 붙어 있어 편평 상피세포암이나 미분화 세포암에 

비해 진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dwards 등, 

2000). 본 연구에서도 객담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의  

진단율은 41%인 반면 선암종의 진단율은 32% 였고, 민

감도는 27.7% 였다. 그리고 세포학적 진단이 정상으로 나

온 370예 중 조직학적 진단이 선암종으로 나온 경우가 44

예로 36.7%를 차지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들은 조 등

(2004)이 언급한 바와 대등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ruong 등(1985)은 객담검사와 기관지 세척법과 기관

지 솔질 검사의 민감도가 각각 60%, 66%, 70%라고 보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27.7%, 53.7%, 93.3%로 객담

검사의 민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지 솔질 검사

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탈락세포에서 중심성 폐

암일 경우 민감도는 약 90%, 변연부 종양인 경우 70%라

는 보고(Berg 등, 2005)가 있으며, Jay 등(1980)과 Cortese

와 McDougall(1979)은 기관지 세척액이 기관지 솔질보다 

민감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솔

질 검사법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위음

성률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병변을 기관지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채취되므로 병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객담검사, 기관지 세척법, 기관지 솔질 

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의 민감도는 각각 27.7%, 53.7%, 

93,3%, 88.4%를 보였다. 기관지 솔질 검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객담검사의 민감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는데, 

그만큼 객담검사의 위음성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

른 세포학적 검사 중 동시에 실시한 검사를 조사해 본 결

과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31예가 기관지 솔질 

검사에서 악성으로 진단되었고, 객담검사에서 14예가 정

상으로 나왔지만 기관지 세척법에서 악성으로 진단되었

으며, 52예서 정상으로 나왔던 객담검사가 세침흡인 검사

에서는 악성으로 진단되었다. 객담검사, 기관지 세척법, 

기관지 솔질 검사 및 세침흡인 검사의 특이도는 98%, 

98.9%, 91.3%, 72.9%를 나타내 기관지 세척검사의 특이

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지 세척검사

의 위양성률이 가장 적게 나온 것을 의미한다. 

Bonfiglio(1983)와 Frable(1983)은 세침흡인 생검의 진단

율이 75%~95%까지 다양하게 나타냄을 보고 하였으며, 

위양성률은 1%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 영상의학의사와 병리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민감도가 92%로 탈락세포를 이용하

는 경우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결과들(Dahlstrom 등, 

2001)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침흡인 검사법의 정확도는 79.3%, 특이도는 

72.9%를 보여서 위양성률이 29.4%를 보였는 데 위양성 

10예 중 9예는 병변 조직의 채취과정에서 불충분한 샘플

로 인한 결과이고 1예는 괴사(necrosis)로 인해 악성 세포

와 유사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반응성 세포들

을 악성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충분한 

샘플에 의한 음성 9예를 제외한다면 역시 1% 미만의 위

양성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세포학적 검사를 통해 폐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검사방법을 추구해

야 하지만 병변의 위치와 악성의 특성에 따라 진단을 얻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다른 세포학적 검사법 중에

서 진단을 얻을 수 있는 예가 조사되는 바, 객담검사, 기

관지 솔질, 기관지 세척법 및 세침흡인 검사법이 서로 경

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어

야 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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